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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건의료의 이용이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면서, 환자 본인의 건강정보관리
와 알 권리 보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환자 자신의 건강정보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이
용자(보건대학생)와 의료제공자(의과대학생) 간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활용, 관리에 대해 조사한 후 두 연
구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보건학 전공 학부생과 의과대학생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였
고, 2011년 4월에서 5월까지 보건대학생 106부, 의과대학생 102부를 조사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기
록의 중요도, 제공기능의 도움정도, 시간 ‧ 비용 효율성을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건강기록(PHR)의 형식과 
관리 ‧ 운영주체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χ2

-test를 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보건대학생의 주관적, 객관적 이해 정도의 평균(3.51점, 3.58점)이 의과대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도는 알레르기이력, 가족질병이력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능에서는 신체검
사 모니터링과 건강 유해요인 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효율성에서는 시간 절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에서 제공형식은 통합형 방식이 우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운영주체에서
는 보건대학생은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우세하였고, 의과대학생은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52.8%의 
분포를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현재 개인건강정보(PHR)에 대해 많은 수요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대별, 질환에 따른 추후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개인건강기록(PHR), 보건대학생, 의과대학생,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용
 

Abstract  With the paradigm shifts towards consumer-centered health service, it is expected that more health 
care consumers will keep their health information and manage their own health in the future.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Understanding”,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Health Record(PHR) 
between medical users(healthcare students) and health care providers(medical students). We collected data from 
208 health and medical students via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orm April to June, 201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t-test, Chi-square on SPSS 19.0 ver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PHR between two groups. Looking at the order of the importance of PHR contents, two 
groups equally emphasized medical records, surgical history, and test result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time and effectiveness of PHR(p=0.02). Intergrated type of PHR was preferred by both groups. Recently, 
PHR reflects needs and demands of users more than ever.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promote the 
utiliz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argeted strategies for the elderly groups and specific 
types of disease.

Key Words : Personal Health Record(PHR), Healthcare students, Medical students, Recognition of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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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의료 이용의 패턴은 수동 으로, 의료기 을 믿

고 따르던 형태 으나 최근 의료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

강문제에 해 자기 건강 리 능력을 확보하고 개인의 

건강 리에 필요한 포  서비스가 지속 으로 제공되

기를 원한다[9]. 한 소비자들은 질병 방, 건강증진과 

같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의료이용도 소비자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2]. 

따라서, 보건의료의 이용이 의료서비스 공 자 심에

서 소비자 심으로 환되어가면서[2, 13, 18], 환자 본

인의 건강정보와 알 권리 보장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달체계 내에서 소비자와 공 자의 상호보완 

 참여 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  흐

름과 변화에 따라 환자 자신의 건강정보를 알기 하여 

환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료정보를 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개인건강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의 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

건강정보(PHR)는 보건의료와 IT 산업에 을 맞춘 

속한 발 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단계에 까지 이

르 다[18].

 개인건강기록(PHR)은 개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

정보를 열람하고 통합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게 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의 집합이다[1]. 그러

므로 질병과 치료에 한 정보와 함께 개인이 기록한 자

신의 건강정보기록이 추가되었을 때 개인건강기록(PHR)

은 자신의 건강 리에 더욱 능동 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11]. 

 하지만, 오늘날 개인의 의료정보는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의료기 에 산재되어 있고, 개인의 정보는 수첩

이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거나 부분 개인의 기억에 

의해 좌우된다[20]. 재 우리나라 각 의료기 의 정보화

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정보 취 기 은 개인의 진료

와 련된 규모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 별로 

각각 따로 보유하고 있어 이들 정보 간의 교환은 서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듯 재 많은 의료정보가 산재되어 있고 개인의 

보건정보에 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건강기

록(PHR)의 인식부족과 의료정보 통합화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개인의료정보의 공유와 활용은 제한되고 있다.

국내 EHR(Electronic Health Record)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CiEHR)의 개인건강기록(PHR) 수요조

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  개인건강기록(PHR)의 인

식도는 8.5%로 매우 낮은데 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59.8%로 높게 나타났고 이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과 소득은 높을수록, 본인  가족의 질환이 있는 경

우와 건강정보획득을 해 인터넷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개인건강기록(PHR)의 사용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6]. 한 김진  등(2008)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건

강기록(PHR) 사용에 한 소비자의 태도조사 결과 86%

가 넘는 소비자의 부분이 개인건강기록(PHR) 사용에 

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3]. 한 선진국에서는 이

미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Microsoft 사의 HealthVault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건

강기록(PHR)의 만족도는 91.7%로 나타났고, 기록의 

근 편의성에서는 100% 만족하 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12].

한편, 국내의 연구로는 장혜정(2004)의 소비자특성별 

건강 정보 근 방법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김

진  등(2008)은 소비자 특성별 PHR을 이용한 평생건강

리서비스 이용행태: 소비자 수요도 조사를 연구하 다. 

한, 배세은 등(2011)은 개인보건정보기록에 한 인지

도를 조사하 으며, 김정은 등(2011)은 개인건강정보

(PHR)의 연구경향을 분석하 다[3, 5, 10, 18]. 

하지만 국내의 개인건강기록(PHR) 련 논문들은 주

로 단순 인식도 조사와 수요도 조사만을 다루고 있다. 따

라서, 개인건강정보(PHR)의 활용에 해 의료이용자와 

의료제공자 주체가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한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의 목 은 기존의 문헌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의료이용자(보건 학생)와 의료제공

자(의과 학생)간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활

용, 리에 해 조사한 후 두 연구 상 간의 차이를 비

교함에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이 연구의 조사 상은 수업을 통해 개인건강기록

(PHR)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보건학 공 학부생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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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4학년과 의과 학생 본과 1, 2학년을 선택 으로 선별하

다. 이유는 이 의 연구 결과에서 개인건강기록(PHR)

을 일반인 상으로 면 면 설명한 후 설문조사 한 결과, 

설명에 따른 막연한 기 치가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

을 것이라는 결과 때문이다[5]. 설문  이 연구에 해 

충분히 설명하 고, 서면으로 동의한 상자들에게 면

면 설문을 진행하 다. 의과 학생의 설문 수집은 2011

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설문지 총 150부를 배포하

고, 이  회수된 116부에서 성의껏 설문에 응하지 못

한 10부를 제외한 10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보건 학

생의 설문 수집은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설문

지 총 150부를 배포하 고, 이  회수된 104부에서 개인

건강기록(PHR)을 들어 보지 못한 1학년 2부를 제외한 

1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연구 모형

이 연구의 설문지는 HIMSS의 PHR system 

functional model R1과 Markle foundation의 보고서, 국

내의 CiEHR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인구학  특성

(성별, 학년),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객 , 주

), 활용(기록의 요도, 기능의 도움 정도, 시간 ‧ 비

용 효율성, 활성화 우선순 ), 리(제공형식, 리 ‧ 운

 주체)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보건 학생과 의과 학생에게 총 2차

례의 Pilot Test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 하 다. 첫 번째 Pilot Test에서는 체 인 설문지

의 구성을 보기 하여 문항 각각에 해 질문과 답을 하

으며 본 설문 문항을 제 로 이해할 수 있게 잘 구성되

었는지, 오타가 있거나 복된 질의가 있는지를 확인하

다. 두 번째 Pilot Test에서는 첫 번째 Pilot Test에서 

수정된 설문의 구성을 확인하고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체크하 으며 설문지 구성의 순서를 확인하 다. 실제로 

두 차례의 Pilot Test를 통하여 개인건강기록(PHR)의 객

 이해 정도 체크리스트와 기능의 도움 정도에 련

된 문항이 수정되었다.

2.3 도구

2.3.1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

이 연구에서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객

, 주 으로 나 어 측정하 다. 객  이해 정도는 

20%미만, 21-40%, 41-60%, 61-80%, 80%이상의 5단계

로 나 어 측정하 다. 주  이해 정도는 20개의 체크

리스트를 통하여 각 문항 당 1 으로 총 20 을 합하

고, 5  만 으로 환산하여 객  이해 정도와 비교 하

다. 체크리스트는 Health Level 7[8]에서 시로 나온 

항목 31개  20개 항목을 번역하여 사용하 으며, 진단

명, 알 르기  증상, 약물 복용기간, 건강보조식품, 홈 

모니터링, 진단 상검사, 약물부작용, 내성( 항력), ‧

유아기 종기록, 염성 백신기록, 과거병명, 출생 시 검

진기록, 과거 수술기록, 가족의 사망원인, 가족 계, 교육

정도, 주거형태, 흡연여부, 음주여부, 노출기록(방사능, 

석면, 햇빛 등)이었다.

 

2.3.2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용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용은 기록의 요도, 기능의 

도움 정도, 시간‧비용 효율성, 활성화로 구성되었으며 5

 Likert Scale로 측정하 고, 활성화는 우선순 로 응

답하 다.

기록은 문제목록, 약물 복용 기록, 검사 결과 기록, 알

르기 이력, 방 종 이력, 병력기록, 수술 이력, 가족 

질병 이력, 유 자 정보, 사회활동이력으로 각각의 요

도를 5 (1:  요하지 않다, 5:매우 요하다)으로 측

정하 으며 항목은 HIMSS의 Personal Health Record 

System Functional Model, Release 1의 Chapter 3 : 

Personal Health Functions의 PH.2.5.1 ~ PH.2.5.10을 참

조하여 구성하 다[15].

기능은 주기 인 기본신체 검사 모니터링, 지속 인 

자신의 식이  운동량 리, 정확한 의사 지시사항 수 

여부, 한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환자와 의

사와의 커뮤니 이션,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시 필요한 

건강정보를 요청하거나 질의, 맞춤 건강정보 제공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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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건 학생 의과 학생

성별     

 남 53 (52.0) 67 (63.2)

 여 49 (48.0) 39 (36.8)

학년     

 2학년 44 (43.1)   

 3학년 40 (39.2) 53 (50.0)

 4학년 18 (17.7) 53 (50.0)

 합계 102(100.0) 106(100.0)

육, 극 인 건강 해 요소 리로 총 8문항이었으며 각

각 5 (1:  도움이 안 된다, 5:매우 도움이 된다)으로 

측정하 다.

시간‧비용 효율성은 연구 상 별로 기 을 달리하

다. 즉, 보건 학생은 의료이용자의 입장에서 측정하 고 

의과 학생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측정을 하 다. 시

간 감 효과와 비용 감 효과를 질문하 으며 각각 5

(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으로 측정하 다.

활성화의 우선순 는 교육을 통한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수용의지 고양, 진료기록의 보안‧인증체계구축, 

보건의료분야 정보표 , 련법규  제도 기반마련, 의

료기 간의 진료기록 제공에 한 합의, 정부의 재정지

원에 우선순 로 응답을 하 다. 통계 분석 시 각각의 빈

도에 가 치를 부여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2.3.1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

개인건강기록(PHR)의 리는 우리나라 EHR 핵심 공

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CiEHR)에서 분류한 독립형, 제

한형, 통합형 분류를 용하 다[6]. 응답자는 제공형식

에서 독립형(종이, USB, CD, 스마트카드 등 의료기 의 

네트워크 연결 안됨), 제한형(환자가 방문한 해당 의료기

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 됨), 통합형(모든 의료기  네

트워크를 이용함)  한가지에 응답을 하 다. 개인건강

기록(PHR)의 리 ‧ 운 주체는 본인(환자), 보호자(가

족  친지), 의료기 , 민간회사, 정부, 기타  한 가지

에 응답을 하 다.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해 SPSS 19.0 통계분석 로그램을 이

용하 으며,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의 특성별 분포를 악하기 하여 성

별, 학년별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연구 상의 개인건강기록(PHR) 이해 정도를 

비교하기 하여 객  이해 정도와 주  이해 정도

를 t-test를 통해 비교하 다. 객  이해 정도는 5  

Likert scale로 측정되었으며 주  이해 정도는 5 으

로 환산하여 비교하 다. 

셋째, 5  Likert scale로 측정된 기록의 요도, 제공

기능의 도움 정도, 시간 ‧ 비용 효율성을 비교하기 하

여 t-test를 실시하 다. 

넷째, 연구 상자간의 선호하는 개인건강기록(PHR)

의 형식과 리‧운 주체의 분포를 악하기 해 빈도

분석과 χ2-test를 하 다.

3.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연구 상자는 보건 학생 총 102명, 의과 학생 총 

106명으로 보건 학생은 남자가 52.0%, 여자가 48.0%

고, 의과 학생은 남자가 63.2%, 여자가 36.8%로 여자의 

구성 비율이 었다. 학년별 분포는 보건 학생이 2학년 

43.1%, 3학년 39.2%, 4학년 17.7%로 2, 3학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과 학생은 본과 1, 2학년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4년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3, 4학년으로 표시

하 다. 의과 학생 본과 1학년은 50%, 2학년은 50.0% 

로 같은 분포를 보 다 <표1>.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 : 명

3.2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연구 상별 주

, 객 으로 측정하 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보건 학생의 주  이해 정도는 평균 3.51 , 의과

학생의 주  이해 정도는 평균 3.25 으로 나타났다. 

객  이해 정도는 보건 학생이 평균 3.58 , 의과 학

생이 평균 3.52 이었다. 보건 학생과 의과 학생의 주

 이해 정도와 객  이해 정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단  : 평균±표 편차

구분
보건

학생

의과

학생
p-value

주
3.51

±0.98

3.25

±1.28
0.09

객
3.58

±1.14

3.52

±1.14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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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건 학생 의과 학생 t p

PHR의 요도

 병력기록 4.48±0.68 4.46±0.68 0.192 0.848

 수술이력 4.48±0.67 4.43±0.65 0.508 0.612

 검사결과기록 4.36±0.77 4.37±0.70 -0.051 0.960

 알 르기이력
*

4.13±0.68 4.32±0.61 -2.152 0.033

 약물복용기록 4.12±0.72 4.30±0.66 -1.917 0.057

 방 종이력 4.08±0.74 4.05±0.72 -0.073 0.942

 문제목록 4.08±0.72 4.25±0.70 -1.685 0.094

 가족질병이력
*

3.84±0.69 4.08±0.71 -2.480 0.014

 유 자정보 3.68±0.94 3.78±0.89 -0.894 0.372

 사회활동이력 3.15±0.82 3.04±0.89  0.916 0.361

PHR의 기능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4.17±0.76 4.17±0.83 -.028  0.977

 환자와 의사간의 커뮤니 이션 4.16±0.82 4.06±0.88 0.850  0.397

 의사 지시사항 수여부 4.05±0.65 4.17±0.76 -1.227  0.221

 환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 요청  질의 4.01±0.82 4.11±0.74 -0.578  0.564

 기본 신체 검사 모니터링
**

4.00±0.56 4.22±0.55 -2.806  0.005

 맞춤 건강정보 제공  교육 3.95±0.75 4.07±0.73 -1.119  0.265

 식이  운동량 리 3.93±0.68 3.88±0.66 0.583  0.561

 건강 해 요인 리
**

3.68±0.91 3.99±0.71 -2.774  0.006

PHR의 효율성 

 시간 감
*

3.78±0.85 4.04±0.63 -2.444 0.015

 비용 감 3.62±0.83 3.45±0.90 1.078 0.282

* 참고: 우선순 의 기 은 보건 학생으로 함.  * p<.05, **p <.01

<표 3>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용
단  : 평균±표 편차

3.3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용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용에서는 연구 상 별로 기

록의 요도 비교, 기능의 도움 비교, 시간 ‧ 비용효율성

을 비교하 다. 개인건강기록(PHR)에서 제공하는 기록

의 요도 순 는 <표 3>과 같다. 두 연구 상에서 1순

 병력기록, 2순  수술이력, 3순  검사결과기록, 4순  

알 르기이력, 5순  약물복용이력으로 동일하게 답하

다. 두 그룹간의 각 순 별 평균 수에는 많은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하지만 요도 항목에서 알 르기 이력

(p=0.033)과 가족질병이력(p=0.014)은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개인건강기록(PHR)활용에 따른 시간 ‧ 

비용 효율성의 비교는 보건 학생이 의료이용자의 입장

에서 시간 감의 효율성이 평균 3.78  이었으며, 의과

학생이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시간 감의 효율성이 

평균 4.04 으로 나타났다. 시간 감의 효율성은 두 연

구 상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5).비용 감 효

율성은 보건 학생이 의료 이용자의 입장에서 평균 3.62

, 의과 학생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평균 3.45 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4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

개인건강기록(PHR)의 리에서는 연구 상별 개인

건강정보(PHR) 리  운 주체의 분포를 조사하 다

<표 4>.

제공형식에서는 모든 의료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통합형 방식이 보건 학생은 60.8%, 의과 학생은 56.6%

로 높은 선호를 보 다. 환자가 방문한 해당 의료기 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 되는 제한형 방식은 보건 학생이 

19.6%, 의과 학생이 32.1%로 의과 학생의 비율이 조

 더 높았으며 종이, USB, CD, 스마트카드 등 의료기

과의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독립형 방식은 보건 학

생이 19.6%, 의과 학생이 11.3%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러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5.588, 

p=0.061).

운 주체에서 보건 학생은 본인이 리  운  하

겠다는 의지가 50.0% 으며 의과 학생은 14.2%로 많은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의료기 이 리  운 해야 된

다는 의견은 보건 학생이 12.8%인 반면에 의과 학생

은 52.8%로 리  운  주체에서는 연구 상간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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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가 리  운 해야 된다는 의

견은 보건 학생이 28.4%, 의과 학생이 27.4%로 비슷

한 양상을 보 으며 다음으로는 민간회사, 보호자, 기타 

순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본인과 의료기 의 통합된 

리  운  방식이 4명, 본인(환자), 의료기 , 정부의 

통합된 방식이 1명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2=47.050, P<0.01).

<표 4>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
단 : 명(%)

 보건 학생 의과 학생

제공형식     

 통합형 62 (60.8) 60 (56.6)  

 제한형 20 (19.6) 34 (32.1)  

 독립형 20 (19.6) 12 (11.3)  

운 주체**     

 본인 51 (50.0) 15 (14.2)  

 의료기 13 (12.8) 56 (52.8)  

 정부 29 (28.4) 29 (27.4)  

 민간회사 4 (3.9) 3 (2.8)  

 보호자 2 (2.0) 1 (0.9)  

 기타 3 (2.9) 2 (1.9)  

 합계 102(100.0) 106(100.0)
**p <.01

4. 고찰

개인건강기록(PHR)이란, “건강에 한 결정을 해 

개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자 이고 보편 으로 이용가

능하며 평생에 걸친 건강정보의 자원이며 건강진료 제공

자들과 개인들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소유하고 리하며 

근의 권리는 개인이 결정한다.”라고 미국 보건정보

리 회(AHIMA : America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는 정의하 다[21]. 그러나 연

구의 목 과 범 에 따라 Markle Foundation, HIMSS, 

NAHIT, 국내의 EHR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

(CiEHR)에서는 조 씩 다른 형태로 정의 하 고, 아직까

지 개인건강기록(PHR)에 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연구 한 ‘개인건강기록’으로

의 연구보다 자기 리와 건강증진을 한 목 이 심이 

되었으며, 국외와 국내의 연구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었다. 특히, 한국은 U-Health의 일환으로 심장병,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을 두었으며, 반면 미국은 개인들 

스스로의 자가 리를 한 툴로써의 해결책에 을 

두고 있었다[18]. 

4.1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

이 연구에서 주  이해 정도는 보건 학생이 3.51 , 

의과 학생이 3.25 으로 나타났다. 국내 EHR 핵심공동

기술사업단 (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건강기록

(PHR)의 일반인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개인건강기록

(PHR)의 인지도는 8.5%로 매우 낮은 편으로, 학력이 높

을수록,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 있는 경우(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 건강 정보 획득을 해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건강기록(PHR)에 한 인지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수요결과에서는 개인건강기

록(PHR)을 알고 있는 경우는 42.4%이고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을 운 하는 의료기

과 개인건강기록(PHR)  련 서비스를 운 하는 곳

에서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 개인건강기록

(PHR)을 인지하고 있는 의료인(96.4%)이 인지하지 못하

는 의료인보다 의료 소비자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사

용에 하여 정 이었다. 일반인의 개인건강기록

(PHR) 사용 의사(59.8%)보다 의료인의 개인건강기록

(PHR) 사용 지지율(93.9%)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의료인들은 개인건강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유용하게 평가하 다. 그러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개인

건강기록 사용 지지율에 비해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6]. 따라서 의료인 상으로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홍보  련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건강기록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건강기록

(PHR) 이해 정도를 5  Likert scale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 고 핵심공통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개인건강기록

(PHR)의 인식 유, 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설

문 척도가 다른 이 있고 연구 상 표본 추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와의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두 연구 

모두 향후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에 한 기

인 기반 마련의 요성을 알려 다. 한 이것은 개인건

강정보(PHR)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교육과 편리한 개

인건강정보(PHR)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4.2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용

개인건강기록(PHR)에서 제공하는 항목에서는 보건

학생과 의과 학생 모두 병력기록(Medical History),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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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력(Surgical History), 검사결과기록(Test Result)의 

순으로 요하다고 하 으며 사회활동이력(보건 학생 

3.15 , 의과 학생 3.04 )은 매우 낮은 요도를 보

다. 김정은 등(2007)의 연구에서 개인건강정보에 포함되

어야 하는 항목에 한 답변으로는 최근의 건강상태

(79.7%), 건강상태(79.1%), 에 받은 수술(77.9%), 약

물기록(7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정보(40.3%), 

직장에 한 정보(37.0%)는 낮은 응답 비율을 보 다. 이

것은 검사결과기록에 련된 문항은 없었으나, 이 연구

와 비슷한 결과이다[1]. 국내의 일반인 수요조사 결과로

는 수술이력(4.43 ), 검사결과기록(4.38 ), 문제목록

(4.27 ) 순이었으며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활동이력

(3.97 )이 낮은 순 를 보 다. 의료인 수요조사 결과에

서는 문제목록(4.54 ), 약물복용기록(4.54 ), 검사결과

기록(4.41 )순이었으며 유 자정보(3.51 ), 임상시험정

보(3.25 )가 낮은 순 를 보 다[6]. 미국에서는 병력기

록이 92%, 알 르기 기록이 84%, 건강상태기록이 82%

순이었으며 이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7].

제공 기능 도움의 순 에서는 보건 학생은 한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4.17 ), 환자와 의사간

의 커뮤니 이션(4.16 ), 정확한 의사 지시사항 수여

부(4.05 )순이었으며, 의과 학생은 주기 인 기본신체

검사 모니터링(4.22 ), 정확한 의사지시사항 수여부

(4.17 ), 한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4.17 ) 

으로 나타났다. 보건 학생은 본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

는 기능을 선호 하 으며 의과 학생은 임상 인 치료를 

해 필요한 기능을 선호 하 다. 국내의 일반인 수요조

사 결과에서는 개인의료장비에서 측정된 기록과 본인이 

생성한 건강정보를 리하고 개인 맞춤 건강정보와 보건

교육이 제공받기를 원하 다. 한 이 연구와 마찬가지

로 의료제공자와의 커뮤니 이션기능에 한 수요도가 

높았다. 그러나 의료인 수요결과에서는 개인맞춤 건강정

보 제공기능, 보건교육 제공기능과 개인 건강의사결정지

원을 요하게 인식하 으며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의료

제공자와의 커뮤니 이션에서는 낮은 수요를 보 다[6]. 

따라서 의료제공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 이션 서비스에 

한 요구사항의 차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한 우선순 로는 

보건 학생과 의과 학생 모두 진료기록의 보안, 인증체

계구축을 가장 우선순 로 꼽았다. 여기에는 개인 건강

기록(PHR)의 장애요소로 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와 련된 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

의 의료인 수요조사에서는 의료기 의 진료기록 제공에 

한 합의 도출이 가장 우선순 로 나타났다[6]. 따라서 

주체 별 다양한 요구사항이 존재하므로 개인건강기록

(PHR) 서비스 활성화를 해서는 이해 계자의 다양한 

시각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

라 개인건강정보(PHR)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원활할 

정보교류가 선행되어야 하고, 련 기 들 간의 정보 공

유에 있어서 원활한 흐름을 보일 때 진정한 의미의 개인

건강정보(PHR) 서비스의 제공의 실화될 수 있다는 국

내의 연구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4].

4.3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

이 연구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제공 형식 결과에서 

보건 학생 통합형의 선호도는 60.8%, 의과 학생의 선

호도는 56.6%로 압도 이었으며 제한형은 보건 학생이 

19.6%, 의과 학생이 32.1%로 의과 학생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독립형은 보건 학생이 19.6%, 의과 학생이 

11.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HIMSS에서 조사

한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데, 통합형인 웹-기반형식의 응답결과 40%, 독립형

은 Smart card와 USB가 39%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제공

형식 인식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16]. Altarum 

Institution에서 조사한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회사

의 제공 형식에서는 독립형이 72%로 압도 이었으며 통

합형이 21%, 제한형이 7%나타났다[7]. 이는 국내의 수요

조사에서 독립형이 53%로 압도 인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그러나 국내의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회사

는 통합형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

한 개인건강기록(PHR)의 리․운 주체에서 보건

학생은 본인이 50.0%, 의과 학생은 의료기 이 52.8%

의 응답을 보 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것은 의료이용자는 직  건강기록을 리하고자하며, 

의료제공자는 의료기 에서 건강기록을 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미국의 표  개인건강기록(PHR)서비스 회사

인 Microsoft사의 HealthVault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

용한 체  기능의 만족도는 91.7% 으며 기록 근의 

편의성에서는 100%만족하 다[12]. 그러나 웹-기반의 

개인건강기록(PHR) 사용은 소득층과 노인들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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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해도와 인식 능력으로 인하여 제한 이었고, 

은 층에서는 쉽고 효과 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 것을 확인하 다[17]. 따라서 개인건강기록(PHR)의 

향후 활성화를 해서는 각 세 별 특성을 악하고 쉽

게 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USB와 같

은 독립형의 개인건강기록(PHR)은 재 시장 형성에 있

어서 부족한 이 있으며, 제한형 는 웹 기반의 개인건

강기록(PHR)이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 한 

고려해야 한다[19].

4.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상이 보건 학생과 의과 학생으로 선별

됨에 따라 표본수가 었고, 상자의 임의  표본 추출

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보건 학생과 의과 학생을 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국내의 수요조사에 따르면 개인건강기록(PHR)

의 인지도는 8.5%인데 비해 조사자의 설명을 들은 후 사

용의사는 59.8%로 막연한 기 치가 높거나 조사자의 설

명에 따른 편향이 사료되었다. 따라서 개인건강기록

(PHR)을 이 에 들어본 이 있거나 이미 인지하는 상

을 선택하여 조사하 으나, 직  개인건강기록(PHR)을 

사용해 본 이 없고 가정에 의한 설문 응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 본 후의 응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설문지의 구성  개인건강기록(PHR)의 객  

이해정도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응답

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총 31문항  20문항이 선택 으

로 선별되었다.

5. 결론

개인의 의료이용이 과거에는 수동 이었다면 재는 

능동 이고 극 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본

인의 건강정보와 알 권리 보장이 부각되고, 의료 달체

계 내에서 소비자와 공 자의 상호보완  참여 인 필

요성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건강기록

(PHR)의 개념, 정의, 기능, 분류에 따라 문헌 고찰을 통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Pilot Test를 통하여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 으며, 보건 학생

(의료이용자)과 의과 학생(의료제공자)의 차이를 분석

하고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것

은 향후 의료이용자와 의료제공자의 에서 개인건강

기록(PHR)의 활용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보건 학생의 주 , 객  이해 정도의 

평균(3.51 , 3.58 )이 의과 학생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 다. 

둘째, 개인건강기록(PHR)에서 제공하는 기록의 요

도 순 는 보건 학생과 의과 학생 모두 병력기록, 수

술이력, 검사결과기록의 순서 다. 개인건강기록(PHR)

의 제공 기능에서 보건 학생은 한 치료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지원, 환자와 의사간의 커뮤니 이션, 정확

한 의사 지시사항 수 여부 순서 고, 의과 학생은 주

기 인 기본신체검사 모니터링, 정확한 의사지시사항 

수여부, 한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의 순서

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시간, 비용 효율성에서는 보

건 학생은 의료이용자의 입장에서, 의과 학생은 의료

제공자의 입장에서 응답하 으며, 시간․효율성에서는 

보건 학생이 3.78 , 의과 학생이 4.04  이었으며 이

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5). 비용 효율성에서는 

보건 학생이 3.62  의과 학생이 3.45 으로 응답하

다.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한 우선순 에서 

보건 학생과 의과 학생의 1순 는 진료기록의 보안, 

인증체계구축(28.5%, 27.2%) 이었다.

셋째, 개인건강기록(PHR)의 제공 형식에서는 통합형 

방식이 보건 학생은 60.8%, 의과 학생은 56.6%로 가

장 많은 응답을 하 으며, 제한형 방식은 보건 학생보

다 의과 학생이 더 많은 선호를 하 다. 독립형 방식은 

의과 학생보다 보건 학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개인건강기록(PHR)의 리  운  주체에서는 연

구 상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많이 보 는데, 보건 학

생의 경우 본인이 리 하겠다는 응답이 50%로 우세하

으나 의과 학생의 경우는 14.2%에 그쳤다. 반면에 의

료기 이 리  운 해야 한다는 응답에서 의과 학생

이 52.8%로 우세하 으나 보건 학생은 12.8%로 낮은 

응답을 보 다. 한 정부의 리  운 은 보건 학생

이 28.4%, 의과 학생이 27.4%로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재 개인건강정보(PHR)에 해 많은 수요와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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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해서는 상의 차이

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연령 별, 질환 별 (  : 

자가 리, 만성질환 등)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한 개인건강기록(PHR)과 이에 기반을 두고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PHR-System)의 명확한 정의와 이론화가 필요할 것이

다. 이 연구는 이 에 시도되지 않았던 의료 소비자와 의

료 제공자 입장에서의 차이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개인건

강기록(PHR)의 활성화를 한 기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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